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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통합 후 11년이 지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융합 수준을 파악하고 융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통합하는 공공기관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

공단의 통합으로 창립되었다. 통합 후 11년이 경과하여 통합 전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 그리고 통합 이후

입사자 그룹으로 구별하여 융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통합 후 11년이 지났지만 한국환경공단의 융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의 대표 업무를 묻는

질문에 통합 전 입사자들은 각자 통합 전 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1순위로 대답하였고, 통합 후 입사자들은 양 기관의 업무를 고르게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융합이 완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아직 융합이 되지 않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조직

융합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에 대한 질문에는 통합에 따른

출신 기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융합 영향 요인 분석 결과, 기업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인 다양성 관리는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과 통합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인사배치는 5% 유의수준에서 통합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정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출신 기관에 따른 융합 인식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작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구성원 갈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은 구성원 갈등뿐만 아니라 정체성,

통합 효과성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 전

입사자들과 통합 후 입사자들은 구성원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출신 기관에 따라

융합을 인식하는 수준은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융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통합 경험이 없는 통합 이후

입사자라고 하여서 구성원 갈등을 더 낮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융합 수준은 높지 않지만 융합에 대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노조 통합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0년 환경관리지부 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조 통합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양 노조

에서는 21년 1월부터 노조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통합 후 융합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둘째, 융합이 되기까지 장기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다양성 관리 및 혼합 인사배치 등 융합을 위한 관리들이

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융합에 대한 장기적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환경공단 내에서도 출신 기관에 따라 융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들이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모두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신 기관에 상관없이 융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므로,

융합 프로그램 시행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요어 : 통합, 융합, 공공기관

학 번 : 2020-2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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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각 기관 간 기능 중복 등 비효율성 발생을 사유로,

공공기관 간 업무 유사·중복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이명박정부 국정백서). 한국

환경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중 기관통합 정책으로,

2010년 1월 1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고, 통합 후 10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물리적 수준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조직 융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협력도 있고, 표면

으로 나타난 갈등도 있으며, 표출되지 않은 갈등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기존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양 노조의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갈등도 존재하지만, 융합 측면에서도 2019년 출신 기관별 임금 격차

완전 해소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존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그리고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융합 수준 및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혼합

인사배치, 상대적 박탈감, 조직 인사관리의 공정성, 통합 전 규모의

차이에 의한 출신기관, 문화적 인식 다양성 다섯 가지의 변수들이 종속

변수인 융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공공기관 통합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통합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통합 이후 장기적

기간이 지난 후 융합 수준의 진단 및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통합 후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통합 후 장기적 시간이 지난

후 융합에 대한 논의 사례가 드물다. 통합의 효과는 단기에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 시간이 지난 후의 융합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통합 전 입사한 직원들의 출신 기관의 차이에

의한 인식의 차이 및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인식 차이에 대한



- 2 -

분석을 통해 같은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과 융합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조직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융합 및 융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루면서 가설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수집 방법 등을 논의한 후에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논문의

한계를 논의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민간조직, 정부 부처, 공공기관 통합 비교

민간조직의 M&A와 정부 부처 합병, 공공기관 통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목적부터 살펴보면 민간조직의 합병과 정부, 공공기관의 통합은

목적이 상이하다. 민간 조직의 M&A의 경우 궁극적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합병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라 목표가 달랐다. 정진우

(2000, 2p)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의 조직개편의 공식적 목표는 정부 관여

범위의 축소, 자율적이고 민주적 행정의 구현, 행정절차의 간소화, 행정의

능률화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주요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

하였는데,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

경제원으로 합병되었다. 재정경제원 부처 합병의 공식적 목표는 중복되는

기능과 인원을 축소하고, 재정과 금융, 예산 기능을 합쳐서 정책의 연계

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정진우, 2000). 이명박 정부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대규모 통합부처를

탄생시켰다(박천오, 2011). 민간조직의 M&A의 경우 궁극적 목표는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이윤 추구로 명확하고, 따라서 성과 측정도 비교적 용이

하지만, 정부 부처 합병의 경우 정권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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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성과 측정도 어렵다. 공공기관 통합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전에는 사례가 적었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시

진행된 공공기관 통합이 규모 및 양적으로 컸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목표는 기능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 제거와 동일 분야 유사 기관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었다. 공공기관 통합의 경우 정권의 정책 방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 합병과 목표가 유사하다. 공공기관 통합의

목표 측정이 용이하지 않듯이, 공공기관 통합의 성과 또한 측정이 쉽지

않다.

제 2 절 융합 개념 정의

조직 간의 통합에서 통합과 융합의 개념부터 살펴보려 한다. 통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통합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기존 통합이라는 개념이 주로 물리적, 기능적 수준의 하나 됨을

의미한다면, 융합은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간 유기적 결합으로, 구성원 간

심리적 수준까지 하나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윤건(2011)은 조직

융합에 대해 구성원 측면에서 하나가 됨을 강조하였다. 윤건(2011, 184)은

“융합을 통합 이후에 출신 조직이 다른 구성원 간 인지·심리적 측면에서

하나의 조직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임영제·이창원(2008)은

융합을 통합된 두 체제의 유기적 활동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등이 창조적

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혜숙(2014)은 통합은 주로 외적,

구조적으로 하나의 조직이 됨을 의미하지만, 융합이란 내적으로, 구성원

심리적으로도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박용성·이근주·최정우

(2014)는 통합을 물리적 통합과 화학적 통합으로 구분하여 물리적

통합은 조직의 외적 부분만의 통합, 화학적 통합은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통합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화학적

통합은 기존의 갈등이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융합이라고

정의한 상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진우(2000)는 부처통합을

부처 합병 후 갈등이 사라지고, 단일한 문화가 새롭게 탄생되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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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출신 기관을 잊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융합된 조직이란 출신 기관이 다른 직원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화합하여,

하나의 발전된 조직이 되어, 통합 관련 이슈로 인한 갈등이 없는 내적

통합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는 융합을 하기 위한 요인은 무엇일까. 기관은 통합 후 서로

다른 조직 문화, 직급, 보수, 노조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다.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융합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표면에 나타나는 갈등과 표출되지 않은 갈등 요인들이 해결되어야만

융합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조직 융합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통합

후 10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의 융합 수준 진단 및 융합 영향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표 2-1 > 통합 및 융합 개념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도 구분 개념 정의

정진우 2000

합병
합병은 두 조직을 합치는 물리적

행위에 초점

통합
두 조직이 합쳐진 후 조직 내부의

하위단위들이 협동하는 상태

임영제·

이창원
2008

통합 체제 간 구조와 기능의 물리적 결합

융합 체제 간의 화학적·유기적 결합

윤 건 2011
통합

구조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 되는 것

업무나 절차 등이 하나 되는 것

융합 정체성, 관계 측면에서 하나 되는 것

박용성·

이근주·

최정우

2014

물리적

통합

단순한 조직 외적 통합으로

통합 전 기존 문화가 상존

화학적

통합

조직 문화가 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조직 문화가 형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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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 연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이 통합하기

전에는, 주로 정부 부처의 통합 및 민간조직 합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민간조직의 합병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민간기업 합병의 효과는 주로 재무적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나재석, 김현동(2020)의 연구를 보면, 인수합병 전부터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인수 합병 후에도 성공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수합병

전부터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정부 부처의 통합에 관한 연구로는, 정진우(2000)가 재정경제원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 부처의 통합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합의 실패를

각 단계별 관리전략의 부재로 인함이라고 판단하였다.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승진과 보직을 둘러싼 갈등, 조직문화의 차이, 관료정치로

보았다. 박천오(2011)의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부처

간 통폐합을 통해 18부 4처 18청을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하였다. 조직

개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연구로 통폐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통합 당시 규모가 작은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통합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

시에는 통합 전과 후의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박용성·이근주·

최정우(2014)의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부처 통·폐합에 따른 대부처

중심의 조직개편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처 통·폐합에 따른 대부처 중심의 조직 개편이 조직 효과성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조직 통합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관리를 위해

조직의 융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직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합이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은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의 통합에 관한 연구로, 윤건(2011)의 연구는 기존 융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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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조직 문화적 측면에 한정하였다면, 구성원의 정체성 측면, 관계

측면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융합을 재정의하고 평가

하였다. 4개 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통합 후 각 기관의 융합 수준을 비교

하고, 각 기관의 융합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문명재, 함성득, 정광호

(2012)는 토지주택공사의 통합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통합 참여, 박탈감, 통합프로그램, 공정성, 리더십 등 다섯가지 변인들이

통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에의 참여와 통합

프로그램, 조직관리의 공정성, 기관장 리더십이 통합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박탈감이 통합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직,박주원,박한준(2018)은 공공기관 통합의 성과와 조직

구성원 직무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10개의 통합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통합의 성과로는 기능 중복을 해소한 부분이 가장 컸으며,

효과적인 통합 효과를 내기 위하여 조직학습, 기능융합, 통합과정에의 참여

세 가지 변수 중 통합 과정에의 참여가 가장 부족하였음을 밝혔다. 오창세,

홍형득(2019)의 통합조직의 지각된 경쟁력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합조직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전과, 구조적 관성, 그리고

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채, 배응환(2015)은 공공기관 융합의 효과성과

영향요인 연구: KEC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융합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리더십·조직효과성·조직공정성·신뢰, 그리고 성별과

직급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융합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게 되었고, 성공적인 융합을 위해 위의 변수들을 관리

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김상석(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통합 후 5년이 지난 후, 통합 초기 갈등에 대하여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통합 후 초기 극심한 갈등 상태에서

갈등 요인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사와 보수가 초기 갈등의

가장 큰 원인임을 밝혔으며, 기관장과 각 노조 위원장 리더십의 상대적

중요도와 통합 후 격변기에 필요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그 후 5년이 지난 현재 통합에 따른 극심한 갈등은 극복하였지만,

2019년 임금 격차 해소 재원 추가 마련, 2020년 사측의 통합 관련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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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파기에 따른 노사갈등 등 통합에 대한 추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융합에 대해 다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단기간의

통합의 효과와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통합 후 10년이

지난 시점의 연구를 통해 통합 후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융합 수준

진단 및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출신 기관이 다른 구성원들의

융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볼 예정이다.

제 4 절 융합 영향 요인

1) 혼합 인사배치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10년 통합 후 혼합 인사배치를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혼합 인사배치 되었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을 토로

하면서 다시 기존 소속 부서로 복귀하였다. 그 후에는 강제적 혼합

인사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희망자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통합을 한 기관들 중에는 혼합 인사배치를 한 조직들이 있고, 하지 않은

조직들도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는 공통 업무 분야(기획, 인사, 회계

등)의 경우에는 혼합 인사배치를 시행하고 있고, 기존 각자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혼합 인사배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 부분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교류가 적고, 공통 업무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교류가 있다. 혼합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직원 스스로 희망하지 않아서가 주요하다. (구)환경관리공단

위주의 부서에 (구)한국환경자원공사 직원이 갈 경우, 근무성적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업무

시스템이 다르다.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기술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사업부서에 있는 사무직의 경우 주로 행정업무(예산, 경영평가 등)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사무직의 비율이 높아,

사무직들도 행정업무가 아닌 사업을 담당한다. 기존 업무의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도 직원들이 혼합인사를 원하지 않는 배경이다. 하지만,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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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생각해 볼 경우, 좀 더 많은 교류가 있을수록 융합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적 통합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적 통합이 업무

통합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촉진하며, 통합의 성공은 인적 통합의 수준에

의해 조절된다(Birkinshaw, J. B., Bresman, H., and Hakanson, L.

2000). 인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건(2011)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혼합인사비율이

낮고, 통합 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상호접촉이 적었다. 그 결과

갈등 수준도 낮지만, 협력 및 자신의 조직 동일시 측면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창세, 홍형득(2019)에 따르면, 통합조직의 경쟁력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이 소통이라고 한다. 조직경쟁력의 측면

에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합 인사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소통을 통해 협력이나 조직

동일시 측면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통합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통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혼합인사배치가 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된다. 혼합 인사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갈등도 적겠지만, 그만큼

의사소통의 기회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혼합인사배치는 융합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상대적 박탈감

박탈감은 상대적이라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crosby,

1976). 상대적 박탈이론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타인과 비교

하면서 만족과 불만족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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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에 갈등이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통합 시 승진 체계와 보수 등

희소자원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았

거나 손해를 봤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조직의

융합을 어렵게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통합 과정에서 임금과 함께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직급 체계의 차이였다.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경우

5직급 체계였고,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6직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직급 체계와 평균 승진 연수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표출되었고 합의

점을 찾기도 힘들었다. 통합 시 직급과 보수의 일치 과정에서 상대방

조직이 자신의 조직보다 더 이득을 보았다는 감정을 갖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허성욱(2019)은 상대적 박탈감을 비교 집단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괴리감으로 표현하며, 보수, 후생복지, 업무역량의 측면에서 공무원의

민간기업과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보수와 관련한 박탈감이 조직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문명재, 함성득, 정광호(2012, 126p)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 또는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본 집단의 경우 통합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높다. 반대로 통합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손해를 본 집단일수록 통합 후 만족감이나 일체감은 낮다”

라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융합에 대하여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2 : 통합 과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융합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공정한 조직 인사관리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공정성이다. 통합은 조직 구성원들

에게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통합 초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정한 정책이 조직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업과 조직에 대한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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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줌으로써, 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해준다(lind, 2002). 통합이 중복

기능 제거를 통한 효율성 상승이라는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통합의

과정이나, 통합 이후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에서 불공정하게 느끼게

된다면, 융합에 부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dams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만족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낀다고 한다. 나의 투입

대비 보상이 남의 투입 대비 보상과 비교하여 동일할 때 공정하다고 느끼며

만족한다는 이론이다. 조직은 직원들이 공정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남과 비교했을 때 투입 대비 보상이

적다고 느낄 경우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투입을 줄이는 등 불공정을 해소

하려고 한다고 한다. 통합 과정이나 통합 후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될

경우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문명재, 함성득, 정광호(2012, 140)은 통합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정성이라고 하였다. “공정성이 확보되면 문화 갈등과 구성원간

갈등이 완화되며, 또한 통합 후 조직관리가 공정하다고 평가할 경우

통합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임영제, 이창원

(2008,146p)은 융합을 위해 인적자원관리 시에는 ”어느 한 집단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성은 인사관리의

출발선이다“라고 하며, 통합 후 조직융합관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 통합 이후 공정한 조직 인사관리가 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4) 문화적 인식 다양성

통합을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은 인력 구조(성별, 연령, 학력, 전공 등),

조직문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이 다양화되었다. 근속

연수별, 학력 수준별 다양성의 증가로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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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면 조직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 경험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도 가지게 됨으로써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지혜,

이수영, 2017). 시너지효과란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리

키는 말이다.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씩 작용할 때보다 더 커지는

효과이다. Zuckerman, and McEvily(2004)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이 유사한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팀에 소속된 직원에게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는 팀의 경우 학습과 학문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이한 조직문화나 업무 방식 등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수한 업무 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서로 다른 지식과

기술의 합작은 창의성을 고취시켜 혁신을 지원한다(Taylor and Greve,

2006). 한상연(2015)에 의하면, 성별 다양성은 연구개발 조직의 기업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전공의 다양성은 ROA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경험하였다. 노종호(2017)에 의하면, 문화적 인식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높을수록 팀 성과가 좋다. “문화적 인식의 다양성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다른 인적 배경(성별, 국적, 연령, 출신지, 장애인 등)을 가진

구성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인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태도는 팀 내 다른 구성원들과 잘 융합해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팀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노종호, 2017:119).” 문화적 인식의 다양성이 높다면, 서로 다른

조직문화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가설 4 : 문화적 인식 다양성이 높을수록 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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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따른 출신 기관

(구)환경관리공단과 (구)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합 이전 정원은 환경관리

공단 1,047명 한국환경자원공사 1,116명으로 대등하였으나, 통합 과정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주요 업무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의 인원 350

여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규모 면에서 지배적인 기관이

되었다. 20년 12월 31일 기준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은 806명, 한국환경

자원공사 출신 직원은 542명이다. 노조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환경노조 환경관리지부 노조원의 경우

2,196여명,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환경

공단 노동조합의 경우 478명이다. 규모 면에서 대등한 지위의 통합이

아닐 경우, 지배적 기관의 구성원에 비해 규모가 적은 구성원의 의견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직문화나, 노사

합의 등에서 다수인 기관에서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수 기관 출신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관리적 측면

에서도 구성비율이 높은 기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성비율이 낮은 기관의 구성원들은 통합에 대해 더 부정

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Walter, 1985에 의하면, 통합으로 인한 조직

문화 충돌 시 대체로 구성원의 비율이 높은 조직이 통합조직을 지배하고

구성원의 비율이 낮은 조직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소속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박천오(2011)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

부처의 통합 시 구성비율이 낮은 통합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이 통합에 대해

구성비율이 높은 구성원의 공무원들보다 통합으로 인한 관리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기 저하 등 개인적

고충에 있어서도 구성비율이 낮은 기관의 구성원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규모의 차이가 있는 기관의

통합 시 융합 인식도 차이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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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5 : 규모의 차이가 있는 기관의 통합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의

구성원들이 융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 할 것이다.

6) 통합 경험

통합을 직접 경험한 직원들이 통합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조직 융합

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도 통합에 따른 출신 기관이라고 응답한 직원도

더 높게 나타났다(김혜숙, 2014)고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통합 후 10년이 경과하여, 통합 이전 입사자들과

통합 이후 입사자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통합 이전

입사자의 경우 현재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은 806명,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 542명이다. 그리고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은 1,101명이다. 통합

이전 입사한 직원들이 55.04% 정도,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들이 44.96%

정도 된다. 통합 경험 여부, 즉 통합 이전 입사자들과 통합 이후 입사자들은

갈등 및 융합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통합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갈등을 통합 전 입사자들보다 낮게 인식할 것이다

연구가설 6 : 통합 경험 여부, 즉 통합 이전 입사자들과 통합 이후 입사

자들은 갈등 및 융합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통합을 직접 겪지 않

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통합 전 입사자들보다 낮게 인식할

것이다.

위의 가설들 외에 노조도 융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출신

기관별로 노조 통합에 대한 의견도 살펴볼 예정이다.

7) 복수 노조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양 노조가 아직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현재 환경노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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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부와 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 2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2018년에는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들만의 노조가 설립되어 3개의 노조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들만의 노조 창립 사유는 한국환경공단

노조와 한국환경자원공사 노조의 갈등과 그로 인한 주요 정책, 인사 등에

통합 기수들의 배제를 방지하고,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9년 통합 기수 노조는 해체되었다. 사유는 이미 기존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탈퇴시키고,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기대

보다 노조원 가입 수가 적어 소수 노조로 전락하였고, 위원장의 개인

일탈로 인함이라고 한다. 또한 공단 노조와 공사 노조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사측과 함께 노조 통합의 의지가 있어, 더 이상의 분할과 활동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어 해체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9년 환경노조 환경관리

지부의 새로운 집행부 출범 당시 노조 통합이 공약이었고, 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의 경우도 노조 통합이 연임 선거 공약이었다. 양 측의 노조가

통합 공약을 하면서 당선 및 연임되면서 통합이 가시화되어, 통합기수

노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런 흐름에 따라 통합 기수

노조가 해체되기 전 실제로 양 노조 사무실을 한 층에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두었다. 노조가 통합 될 경우 벽을 허물고 한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통합 이슈 관련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양 노조는 화합 기류에서 다시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노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노조별로 기존 기관 직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어, 노노 갈등 및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통합 후

입사 한 직원들의 경우 양 노조 중 하나의 노조에만 가입을 하게 됨에

따라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의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입사하자마자 어떤 노조에 가입해야 할 것인

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김지영(2016)에 따르면 복수 노조 기업의 경우 노조 수가 증가할수록

노사갈등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노조로 존재 할 경우, 노조

간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측에서 노조의 경쟁 상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일 노조에 비하여 노노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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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김상석(2015, 70P)에 따르면, ”통합 공공기관의 조직융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조 통합의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두 개의 노동조합이 지속될 경우,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병홍, 정흥준(2015)의 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복수노조로 존재하였는데,

두 노조는 초기에는 상호 불신하였으나, 2013년 통합시점에는 조합원들이

융화가 많이 된 상태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2013년에는 조합원이 줄어드는

위기의 타계책으로 노조 통합을 하였다. 노조 통합으로 노조원 증가 및

사측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도 노조가 통합되면 구성원들의 소통의 기회 증대

등으로, 융합이 그만큼 더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또한, 노조

통합은 사측에 대한 협상력 강화, 교섭비용 감소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 통합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조사해 볼 예정이다.

제 5 절 융합의 측정

융합의 측정은 융합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융합의 측정 변수로 정체성(소속감), 정체성(사명감),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을 설정하였다.

사명감은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통합 기관에 자부심,

긍지를 느끼는 것으로 융합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잣대이다.

소속감은 통합된 기관의 구성원들이 통합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소속감은 융합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

윤건(2011, 193)의 경우, ”정체성을 통합기관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 다른 기관 출신 구성원이 회사 동료로 느껴지는 정도“로 나타내었다.

다른 기관 출신 구성원과 같은 기관 출신 구성원이 동일한 회사 동료로

느껴진다는 것은 통합기관에서 하나의 조직 구성원이 되었다고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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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통합 후 갈등의 지속으로 통합이 실패한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윤영채,

배응환(2015)에 의하면, 한국 재정경제원의 경우 1994년 재무부와 경제

기획원이 통합되었으나, 승진과 보직인사, 문화 갈등 등의 갈등이 지속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IMF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재정경제원은 결국 지속적 갈등 등 합병에 따른

문제점으로 통합 후 3년 만에 다시 분할되었다. 통합 후 갈등의 지속은

통합에 대한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에 융합 정도를 판단하는 좋은 척도

라고 생각된다.

문명재, 함성호, 정광호(2012, 127)는 “정책 효과성을 통합으로 각종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획 및 조정되고, 집행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통합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은 융합 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척도라고 생각된다.

제 6 절 융합과 영향요인의 관계

조직융합관리(Post Merger Integration)란 합병 이후 통합을 통해

인수합병을 완료한다는 것으로, 단순한 기업의 합병만으로는 의도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나온 이론으로 인수 합병 이후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직융합관리 매뉴얼(2008)에

따르면 조직융합관리란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 등이 상이한 조직을

진정한 의미의 단일조직으로 변모시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리더십, 공정성, 융합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유형 등이

있다(김혜숙, 2014, 12). 기관 통합 이후 융합 영향요인에 대하여 조직융합

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융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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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합으로 2010년 출범하였는데, 환경

관리공단의 경우 수질, 대기, 토양 환경개선․시설설치, 하수관거사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 및 시설설치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합하면서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은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위해 융합을 측정하는 종속변인으로 ①정체성

(소속감), ②정체성(사명감) ③구성원 갈등, ④통합 효과성을 사용하였다.

통합효과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인으로 ①혼합 인사배치 ②공정한 조직

인사관리 ③상대적 박탈감 ④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의한 출신기관 ⑤

문화적 인식 다양성을 사용하였다. 회귀식을 활용하여 각 설명변인의

융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 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고, 혼합

인사배치, 공정한 조직 인사관리, 문화적 인식 다양성은 융합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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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공공기관 융합 수준=f(혼합 인사배치, 공정한 조직인사관리,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의한 출신기관, 문화적 인식 다양성)

Ye=α+β1X1+β2X2+β3X3+β4X4+β5X5+ε

종속변수(Y) 융합 : 정체성(사명감), 정체성(소속감),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독립변수(X) : X1=혼합 인사배치, X2=상대적 박탈감, X3=공정한 조직

인사관리, X4=규모의 차이에 의한 출신기관, X5=문화적 인식 다양성

α = 절편, β = 회귀계수, ε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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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혼합인사배치는 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통합 과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융합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통합 이후 공정한 조직인사관리가 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4) 문화적 인식 다양성이 높을수록 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5) 규모의 차이가 있는 기관의 통합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의 구성원들이

융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 할 것이다.

(6) 통합 경험 여부, 즉 통합 이전 입사자들과 통합 이후 입사자들은

갈등 및 융합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통합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통합 이전 입사자들보다 낮게 인식할

것이다

제 3 절 자료 수집 방법

통합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융합 수준 및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그룹웨어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493명이 응답하였다. 통합 전

출신 기관별로, 그리고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설문 문항을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통합 전 각 기관 직원들의 입장의 차이 및 통합 후

직원들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제 4 절 변수 구성 및 측정

문명재(2012), 김혜숙(2014), 노종호(2017), 배정진(2007)의 설문을 활용하고,

박천오(2011)의 개방형 설문 응답 자료를 인용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객관식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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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총 493명이 응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설문 항목별 오류 및 결측치가

있는 문항을 제외한 후 실제 분석에 363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은

SAS 9.4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빈도표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기초통계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전체 표본의

수는 363명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입사하여 통합을 경험한 응답자는

121명으로 33.3%이고, 환경관리공단에 입사하여 통합을 경험한 응답자는

122명으로 33.61%이다.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으로 통합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수는 120명으로 33.0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각각의 출신

기관별 응답률이 고루 분포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환경공단의

인력 구조를 보면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은 806명,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 542명이다.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은 1,101명으로 전체 일반

정규직은 2,449명, 무기계약직은 639명이다.

설문에 응답한 직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290명, 여자 73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79.89 : 20.1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의 경우 40대(135명,

37.19%)와 50대(130명, 35.81%)의 비중이 제일 컸고, 30대(73명, 20.11%),

20대(23명, 6.34%), 60대(2명, 0.5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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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의 경우 4급(105명, 28.93%), 3급(63명, 17.36%), 5급(58명, 15.98%)

순이었다. 총 근무년수의 경우 21년 이상 근무자(108명, 29.7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1년 이상 15년 이하 근무자(80명, 22.04%)순

이었다.

근무지 형태는 본사 외 근무자(203명, 55.92%), 본사 근무자(160명, 44.08%)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1 >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63)

구 분 빈도(명) 비율(%)
통합

경험여부

(N=363)

경험 유 243 66.94

경험 무 120 33.06

성별

(N=363)

남성 290 79.89
여성 73 20.11

연령대

(N=363)

20대 23 6.34
30대 73 20.11
40대 135 37.19
50대 130 35.81
60대 2 0.55

현 지급

(N=363)

1급 5 1.38
2급 35 9.64
3급 63 17.36
4급 105 28.93
5급 58 15.98
6급 37 10.19
7급 10 2.75
8급 7 1.93

무기계약 43 11.85

총 근무년수

(N=363)

5년 이하 71 19.56
6년 이상 10년 이하 44 12.12
11년 이상 15년 이하 80 22.04
16년 이상 20년 이하 60 16.53

21년 이상 108 29.75

출신 기관

(N=363)

통합 이후 입사자 120 33.06
한국환경자원공사 121 33.33
환경관리공단 122 33.61

근무지 형태

(N=363)

본사 160 44.08
본사 외 203 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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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가.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은 변수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것끼리 묶어

요인으로 구성하는 통계 방식이다. 본 연구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김혜숙, 2014;34)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인 문항들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융합의

영향요인 및 융합 효과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 및

< 표 4-3>과 같다.

독립변수(융합 영향요인) 요인 분석 결과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직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문화적 인식 다양성이 하나로 묶이는 결과가 나타

났다. 분석 결과 factor3의 eigen value 값이 0.86으로 1.0 이상은 아니였으나,

1에 근접하여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인 융합 효과의 요인 분석 결과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명감과

소속감이 하나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yal 3 설문 문항의 경우

요인 적재치가 0.4 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고,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royal 3 설문 문항은 제거하였다.

<표 4-2 > 독립변수(융합 영향요인) 요인 분석 결과

항목

요인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다양성

관리

혼합

인사배치

상대적

박탈감

mix 2
혼합적 인사배치는 상호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0.16 0.64 -0.08

mix 3
출신 기관 간 혼합 인사배치로

조직 내 갈등이 증폭되었다
0.19 0.83 -15



- 23 -

항목

요인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다양성

관리

혼합

인사배치

상대적

박탈감

mix 4
‘혼합 인사’로 인해 업무만족도와

사기가 저하되었다
0.22 0.79 -0.21

fair 1
우리 공단은 항상 직원을 공정히

대우하려고 노력한다
0.73 0.13 -0.23

fair 2
통합 이후 시행된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다
0.73 0.10 -0.26

fair 3
나의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0.73 0.19 -0.20

loss 1
통합 과정에서 내가 속했던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많이 양보했다
-0.04 -0.07 0.54

loss 2
통합 과정에서 나는 이전 기관소속

때보다 손해를 보았다
-0.15 -0.35 0.56

diver 1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원의 인적

배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

0.78 0.24 -0.08

diver 2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 내에 다양한

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잘 융합

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0.74 0.30 0.02

diver 3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 내에 소수

자가 있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

려고 노력할 것이다

0.53 0.0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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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 종속 변수(융합 효과) 요인 분석 결과

항목

요인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통합

효과성
정체성

구성원

갈등

duty 1
나는 업무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0.09 0.68 -0.09

duty 2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그곳에서 현재와

같은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0.14 0.61 -0.05

royal 1 직원들은 조직에 헌신적이다 0.15 0.83 -0.07

royal 2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0.12 0.70 -0.14

conflic 1
상이한 출신 구성원간 이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0.20 -0.16 0.82

conflic 2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등은

잠재되어 있다
-0.19 -0.13 0.81

conflic 3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등은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15 -0.04 0.63

effect 1
통합 후 기능 중복 문제, 비효율적 사업

문제가 개선되었다
0.85 0.17 -0.26

effect 2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0.84 0.18 -0.15

effect 3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0.74 0.13 -0.18

effect 4
통합 후 기존 2개 기관 사업을 효과적

으로 기획 및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0.87 0.15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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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의 경우 설문 문항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신뢰도란 동일 대상에 대해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적

으로 사용할 때 그 측정결과 값의 차이가 작아야 된다는 것(고길곤,

2019; 328)으로, 크론바흐 알파를 사용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길곤, 2019; 330). 독립변수인 상대적 박탈감(0.58)의

경우 기준치인 0.7에는 못 미치나 신뢰수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든 항목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정체성(소속감)에

관한 세 번째 질문(royal 3)을 제외 했을 경우 크론바흐 알파값이 0.627

에서 0.840로 크게 증가하여 세 번째 질문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표 4-4 >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항목 크론바흐 알파

독립변수

문화적

인식다양성
diver 1, 2, 3

원데이터 0.79

표준화 0.79

공정성 fair 1, 2, 3
원데이터 0.83

표준화 0.83

혼합 인사배치 mix 2, 3, 4
원데이터 0.84

표준화 0.84

상대적 박탈감 loss 1, 2
원데이터 0.58

표준화 0.58

종속변수

정체성

(사명감)
duty 1, 2

원데이터 0.73

표준화 0.74
정체성

(소속감)
royal 1, 2, 3

원데이터 0.63

표준화 0.46
정체성

(소속감)
royal 1, 2

원데이터 0.84

표준화 0.84

구성원 갈등 conflic 1, 2, 3
원데이터 0.86

표준화 0.86

통합 효과성 effect 1, 2, 3, 4
원데이터 0.92

표준화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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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도 변화하는 강도를 말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계수가 ±0.9 이상일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9일

경우 높은 상관관계, ±0.4∼±0.7 일 경우 다소 높은 상관관계, ±0.2∼±0.4

일 경우 낮은 상관관계, ±0.2 미만일 경우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김혜숙,

2014; 38)

< 표 4-5 >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인식

다양성
공정성

혼합

인사

배치

상대적

박탈감
사명감 소속감 갈등

통합

효과성
평균

상관관계 계수

유의확률

인식

다양성
1

0.73

.0001

0.40

.0001

-0.16

0.0117

0.49

.0001

0.66

.0001

-0.37

.0001

0.39

.0001
3.43

공정성
0.73

.0001
1

0.37

.0001

-0.31

.0001

0.61

.0001

0.69

.0001

-0.41

.0001

0.41

.0001
3.04

혼합

인사

배치

0.40

.0001

0.37

.0001
1

-0.36

.0001

0.29

.0001

0.32

.0001

-0.35

.0001

0.57

.0001
2.65

상대적

박탈감

-0.16

0.0117

-0.31

.0001

-0.36

.0001
1

-0.20

.0017

-0.16

.0140

0.20

.0015

-0.31

.0001
4.09

사명감
0.49

.0001

0.61

.0001

0.29

.0001

-0.20

.0017
1

0.59

.0001

-0.19

0.0004

0.27

.0001
3.61

소속감
0.66

.0001

0.69

.0001

0.32

.0001

-0.16

.0140

0.59

.0001
1

-0.26

.0001

0.30

.0001
3.48

갈등
-0.37

.0001

-0.41

.0001

-0.35

.0001

0.20

.0015

-0.19

0.0004

-0.26

.0001
1

-0.39

.0001
3.84

통합

효과성

0.39

.0001

0.41

.0001

0.57

.0001

-0.31

.0001

0.27

.0001

0.30

.0001

-0.39

.0001
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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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변수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인식 다양성의 경우 유의확률 5% 수준에서 공정성과는 높은 상관

관계, 정체성(사명감, 소속감)과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통합 효과성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성원 갈등과는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 다양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공정성, 통합 효과성과 정체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정성의 경우도 인식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사명감,

소속감, 통합 효과성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공정성의 경우

구성원 갈등과 다소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에는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 문화적 인식 다양성과 통합 효과성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 정체성(사명감, 소속감)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과는

낮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구성원 갈등과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대적 박탈감은 공정성, 정체성(사명감), 혼합 인사배치, 통합 효과성과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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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 검증

이번 절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인지 수준을 파악하고 차이를 알아보았다. 성별 및

근무지와 같이 모집단이 두 집단일 경우에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

방법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연령대, 현직급, 총근무년수, 출신

기관 등 모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means를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알아보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 인지 수준 차이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인식 다양성 인지 수준 차이 검정

< 표 4-6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인식 다양성 인지 수준(=363)

구 분 관측값 수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73 3.39 0.92

-0.38 0.70
남성 290 3.44 0.91

연령대

20대 23 3.83 0.74

7.13
<.0001

⁕⁕⁕

30대 73 3.24 0.95

40대 135 3.28 0.81

50대 130 3.65 0.93

60대 2 1.67 0.94

현

직급

1급 5 3.67 0.91

1.14 0.33

2급 35 3.54 0.78
3급 63 3.53 0.89
4급 105 3.28 0.81
5급 58 3.51 0.87
6급 37 3.58 0.96
7급 10 3.60 1.38
8급 7 3.67 1.29

1.063.2143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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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문화적 인식 다양성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0대(3.83)와 50대(3.65)가 문화적 인식 다양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60대가 1.67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60대의 경우 단 2명만이 응답을 하여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 출신 기관에 따라서도 문화적 인식 다양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의 문화적 인식 다양성(3.6)이 가장

높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의 문화적 인식 다양성(3.3)이 가장

낮았다. 성별, 현 직급, 근무지, 재직기간의 경우 문화적 인식다양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정성 인지 수준 차이 검정

공정성의 경우 연령대, 직급, 재직기간, 출신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50대(3.35)와 20대(3.29)가 공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30대(2.86)와 40(2.83)대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0대(1.67)의 경우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관측

값이 2명밖에 되지 않아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직급의 경우 7급

재직

기간

5년 이하 71 3.45 0.91

1.92 0.11

6~10 44 3.30 0.96

11~15 80 3.25 0.81

16~20 60 3.43 0.82

21년 이상 108 3.60 0.98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3.30 0.99

3.57
0.0293

⁕⁕
관리공단 122 3.6 0.78

통합 후 120 3.38 0.92

근무지
본사 203 3.44 0.84

-0.18 0.85
본사 외 160 3.42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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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과 2급(3.28)이 공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무기계약직

(2.7)과 1급(2.8)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재직기간의 경우 21년 이상

(3.34)과 5년 이하(3.04)의 직원들이 공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11년 이상 15년 이하(2.78)의 직원들이 공정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출신 기관의 경우 환경관리공단(3.25) 출신 직원들이 공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환경자원공사(2.91) 출신 직원들이

공정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과 근무지의 경우 공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7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정성 인지 수준(=363)

구 분
관측값

수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73 3.05 0.94

0.11 0.91
남성 290 3.04 1.02

연령대

20대 23 3.29 0.79

6.83
<.0001

⁕⁕⁕

30대 73 2.86 1.01

40대 135 2.83 0.89

50대 130 3.35 1.06

60대 2 1.67 0.94

현

직급

1급 5 2.8 1.50

2.23
0.025

⁕⁕

2급 35 3.28 0.85

3급 63 3.23 1.00

4급 105 2.84 0.92

5급 58 3.09 1.03

6급 37 3.29 0.91

7급 10 3.47 1.41

8급 7 3.14 1.51

무기계약 43 2.72 0.97

재직

기간

5년 이하 71 3.04 0.91

4.25
0.0023

⁕⁕⁕6~10 44 2.87 1.06

11~15 80 2.78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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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혼합 인사배치 효과 인지 수준 차이 검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혼합 인사배치 효과 인지 수준의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출신 기관이었다. 한국

환경자원공사 출신(2.82) 직원들이 혼합 인사배치의 효과에 대해 환경

관리공단 출신(2.48) 직원들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출신 기관

외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혼합 인사배치 효과에 대한 인지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혼합 인사배치의 효과에 대한 인지 수준의 경우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은 설문에서 제외하여 설문 응답자가 243명이다.

< 표 4-8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혼합 인사배치 효과 인지 수준(=243)

구 분
관측값

수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31 2.84 0.96

1.10 0.27
남성 212 2.62 1.02

연령대

30대 6 2.78 0.50

0.78 0.5053
40대 110 2.70 1.02

50대 125 2.62 1.04

60대 2 1.67 0

구 분
관측값

수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16~20 60 3.00 0.88

21년 이상 108 3.34 1.08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2.91 1.09

4.14
0.0167

⁕⁕
관리공단 122 3.25 0.92

통합 후 120 2.97 0.96

근무지
본사 203 3.00 0.90

0.83 0.4054
본사 외 160 3.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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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인지 수준 차이 검정

상대적 박탈감 인지 수준의 경우에도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은 설문에서

제외하여 설문 응답자의 수가 243명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인지 수준 차이 검정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연령대, 직급, 재직기간, 출신

기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60대(5)와 40대(4.25)가 상대적 박탈

감을 높게 느끼고 있었고, 30대(3.9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박탈

구 분
관측값

수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현

직급

1급 5 2.87 1.52

1.50 0.1563

2급 35 2.31 0.84

3급 62 2.56 1.17

4급 100 2.65 0.95

5급 18 3.13 0.85

6급 7 3.10 0.88

7급 9 2.96 0.87

8급 6 2.78 1.33

무기계약 1 3.67

재직

기간

11~15 75 2.72 1.05

0.67 0.511716~20 60 2.52 0.97

21년이상 108 2.68 1.02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2.82 0.99
6.85

0.0094

⁕⁕⁕관리공단 122 2.48 1.02

근무지
본사 128 2.69 1.06

-0.58 0.5622
본사 외 115 2.61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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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낮게 느끼고 있었다. 직급의 경우 4급(4.34)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적게 느낀 직급은 6급

(3.29)이었다. 재직기간의 경우 16~20년(4.26) 근무한 직원과 11~15년

(4.21)근무한 직원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

고 있었고, 21년(3.91)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그에 비하여 낮게 느끼고

있었다. 출신기관의 경우 환경관리공단(4.26) 출신 직원들이 한국환경

자원공사(3.92)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근무지와 성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의 경우 통합 초반 직급 체계의 차이(환경관리

공단 6직급 체계, 한국환경자원공사는 5직급 체계)로 인하여 직급 조정 과정

에서 직급이 내려간 직원들이 있었고, 2019년 완전한 임금 일원화가 되기까지

동일 업무를 하지만 급여 수준이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낮았으며,

통합 후 10년 동안 출신 기관별 승진 비율 할당(임금 일원화 및 직급

체계조정 과정에서 양측 노조의 합의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출신 기관에

따른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또한,

노조의 힘의 차이로 인하여 노조를 통해 경영진에 전달되거나, 혹은 고충처리가

수리되는 부분이 구공단 출신 위주인 환경노조 환경관리지부가 우세한 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답하였다.(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000 과장의

의견을 정리함)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유로 임금

일원화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의 급여가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과 동일하게 맞춰지고, 통합 시 직급 체계의 차이 및 숭진 소요기간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더 짧아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들이 동일 년도 입사

시 직급이 더 높았기 때문에 통합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느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답하였다(환경

관리공단 출신 000 과장의 의견을 정리함)

양쪽 기관 출신들이 위의 사유들로 각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상대적

박탈감의 평균은 4.09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평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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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인지 수준(=243)

⁕p<0.1, ⁕⁕p<0.05, ⁕⁕⁕p<0.01

구 분
관측값

수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31 3.98 0.75

-0.73 0.4670
남성 212 4.11 0.89

연령대

30대 6 3.92 0.58

3.16
0.0254

⁕⁕
40대 110 4.25 0.77

50대 125 3.95 0.95

60대 2 5.0

현

직급

1급 5 4.0 0.61

3.65
.0005

⁕⁕⁕

2급 35 4.11 0.78

3급 62 4.02 0.88

4급 100 4.34 0.78

5급 18 3.75 0.93

6급 7 3.29 1.41

7급 9 3.22 0.62

8급 6 4.0 0.89

무기계약 1 3.5

재직

기간

11~15 75 4.21 0.78

4.23
0.016

⁕⁕
16~20 60 4.26 0.77

21년 이상 108 3.91 0.95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3.92 0.98
9.37

0.0025

⁕⁕⁕관리공단 122 4.26 0.72

근무지
본사 128 4.18 0.78

-1.6 0.1119
본사 외 115 4.00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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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종속변수 인지 수준 차이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체성(사명감) 인지 수준 차이 검정

< 표 4-10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체성(사명감) 인지 수준 차이(=363)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73 3.33 0.89

-2.71
0.0071

⁕⁕⁕남성 290 3.68 1.01

연령대

20대 23 3.26 1.02

14.28
<.0001

⁕⁕⁕

30대 73 3.13 0.99

40대 135 3.51 0.92

50대 130 4.06 0.90

60대 2 2.50 0.71

현

직급

1급 5 3.90 1.47

3.34
0.0011

⁕⁕⁕

2급 35 3.99 0.84

3급 63 3.87 0.88

4급 105 3.47 0.92

5급 58 3.47 1.10

6급 37 3.38 0.97

7급 10 4.40 0.99

8급 7 4.07 1.06

무기계약 43 3.35 1.06

재직

기간

5년 이하 71 3.23 1.0

9.88
<.0001

⁕⁕⁕

6~10 44 3.41 1.12

11~15 80 3.41 0.93

16~20 60 3.69 0.86

21년이상 108 4.04 0.90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3.75 0.95

8.74
0.0002

⁕⁕⁕
관리공단 122 3.77 0.92

통합후 120 3.30 1.05

근무지
본사 203 3.54 0.99

1.5 0.1352
본사 외 160 3.70 1.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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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명감의 차이에 대한 인지 수준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성별, 연령대, 직급, 재직

기간, 그리고 출신 기관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3.68)이 여성

(3.33)보다 정체성(사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50대

(4.06) 직원들이 사명감을 제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7급(4.40) 직원들이 사명감을 제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무기계약(3.35) 직원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재직기간의 경우

21년 이상(4.04) 근무한 직원들이 사명감을 제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5년 이하(3.23) 근무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출신 기관의 경우 한국환경자원공사(3.75) 직원들과 환경관리공단(3.77)

출신 직원들의 경우 사명감을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고, 통합 이후

(3.30) 입사한 직원들이 가장 낮게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근무지의 경우

사명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체성(소속감) 인지 수준 차이 검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속감의 차이에 대한 인지 수준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연령대와

직급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50대(3.72) 직원들이 소속감을 제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7급(4.3) 직원들이

소속감을 제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무기계약(3.17) 직원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 재직기간, 출신 기관 및 근무지의 경우 소속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1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체성(소속감) 인지 수준(=363)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73 3.40 0.91

-0.8 0.4254
남성 290 3.50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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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성원 갈등 인지 수준 차이 검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성원 갈등에 대한 인지 수준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연령,

직급, 재직기간과 출신기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60대(4.83) 직원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연령대

20대 23 3.54 1.05

4.43
0.0017

⁕⁕⁕

30대 73 3.27 0.95

40대 135 3.37 0.90

50대 130 3.72 0.94

60대 2 2.25 0.35

현

직급

1급 5 3.60 1.08

2.02
0.0433

⁕⁕

2급 35 3.37 0.68

3급 63 3.54 0.96

4급 105 3.41 0.86

5급 58 3.53 0.95

6급 37 3.72 1.04

7급 10 4.3 0.95

8급 7 3.64 1.35

무기계약 43 3.17 1.07

재직

기간

5년 이하 71 3.44 1.03

2.00
0.0937

⁕

6~10 44 3.28 1.03

11~15 80 3.37 0.90

16~20 60 3.48 0.87

21년이상 108 3.68 0.93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3.59 0.94

1.4 0.2483관리공단 122 3.47 0.89

통합후 120 3.39 1.01

근무지
본사 203 3.45 0.89

0.85 0.3958
본사 외 160 3.5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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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구성원 갈등을 제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3.38) 직원들이 구성원 갈등을 제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1급(4.07)과 4급(4.07) 직원들이 구성원 갈등을 제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8급(3.24) 직원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재직

기간의 경우 16~20년(4.04) 직원들이 구성원 갈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5년 이하(3.56) 직원들이 구성원 갈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

었다. 출신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4.07) 직원들이

구성원 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환경관리공단 출신(3.74) 및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3.73)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갈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과 근무지의 경우 구성원 갈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2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성원 갈등 인지 수준(=363)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73 3.77 0.78

-0.79 0.4299
남성 290 3.86 0.91

연령대

20대 23 3.38 0.76

3.64
0.0063

⁕⁕⁕

30대 73 3.95 0.90

40대 135 3.96 0.73

50대 130 3.74 1.01

60대 2 4.83 0.24

현

직급

1급 5 4.07 0.80

2.79
0.0052

⁕⁕⁕

2급 35 3.75 0.61

3급 63 3.84 1.00

4급 105 4.07 0.70

5급 58 3.98 0.82

6급 37 3.47 0.88

7급 10 3.70 1.44

8급 7 3.24 1.32

무기계약 43 3.64 1.03



- 39 -

⁕p<0.1, ⁕⁕p<0.05, ⁕⁕⁕p<0.01

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통합 효과성 인지 수준 차이 검정

통합 효과성은 통합 전후의 비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으로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은 설문에서 제외하여 설문 응답자의 수가 243명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통합 효과성에 대한 인지 수준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출신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2.77) 직원들이 환경

관리공단 출신(2.42) 직원들에 비하여 통합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 연령, 직급, 재직기간, 그리고 근무지의 경우는 통합 효과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3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통합 효과성 인지 수준(=243)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성별
여성 31 2.59 0.97

-0.05 0.9609
남성 212 2.60 1.11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재직

기간

5년 이하 71 3.56 0.92

3.19
0.0136

⁕⁕

6~10 44 3.90 0.93

11~15 80 3.98 0.81

16~20 60 4.04 0.67

21년 이상 108 3.80 0.96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4.07 0.86

6.15
0.0024

⁕⁕⁕
관리공단 122 3.74 0.82

통합후 120 3.73 0.93

근무지
본사 203 3.83 0.84

0.42 0.6764
본사 외 160 3.87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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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

유의

확률

연령대

30대 6 2.33 1.14

0.82 0.4857
40대 110 2.54 1.01

50대 125 2.67 1.17

60대 2 1.75 1.06

현

직급

1급 5 2.05 1.66

1.32 0.2359

2급 35 2.27 0.97

3급 62 2.71 1.19

4급 100 2.53 1.04

5급 18 2.97 0.94

6급 7 2.68 1.27

7급 9 3.0 1.19

8급 6 3.17 1.00

무기계약 1 2.5

재직

기간

11~15 75 2.57 1.03

1.41 0.246916~20 60 2.42 1.03

21년 이상 108 2.71 1.16

출신

기관

자원공사 121 2.77 1.09
6.3

0.0127

⁕⁕관리공단 122 2.42 1.07

근무지
본사 128 2.53 1.09

1.09 0.2777
본사 외 115 2.6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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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 수준 진단

가. 공단 대표 업무 인지 수준 차이

통합 전 두 기관 출신 직원들의 융합 수준 진단을 위해서 freq 함수를

사용하여 대표적인 업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14 > 공단 대표 업무 인지 수준 차이(=363)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의 경우 대표적인 업무에 대해 69.42%의 확률로

3번(자원순환) 업무로 답변하였고, 환경관리공단 출신의 경우 1번(기후대기)

업무에 52.46%, 4번(환경시설) 업무에 27.05%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의 경우 자원순환 업무를 69.42%가 대표

업무라고 답한 반면,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의 경우 0.82%인 한 명만이 자원

순환 업무가 대표 업무라고 답한 것은 두 기관 직원들의 대표 업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각자 통합 전 각

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현재 통합 공단의 대표 업무로 뽑았다. 그에

비하여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기후대기(33.33%), 환경시설

(28.33%), 자원순환(20%) 순으로 고르게 답변하였다.

구분

대표적인 업무

합계

기후

대기
물 토양

자원

순환

환경

시설

안전

환경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환경

자원공사

12

(9.92)

4

(3.31)

84

(69.42)

14

(11.57)

7

(5.79)
121

환경관리

공단

64

(52.46)

21

(17.21)

1

(0.82)

33

(27.05)

3

(2.46)
122

한국환경

공단(통합후)

40

(33.33)

16

(13.33)

24

(20.00)

34

(28.33)

6

(5)
120

합계
116

(31.96)

41

(11.29)

109

(30.03)

81

(22.31)

16

(4.41)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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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 소요 시간

통합 후 융합이 완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15 > 융합 소요 시간(N=363)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의 경우 각각 61.98, 59.84%가

아직 융합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46.67%가 아직 융합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2010년 통합 후

10년이 지난 2021년 1월의 설문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융합되지

않았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융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된다.

구분
전체

한국환경

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통합 후

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통합 후

1년 미만
6 1.65 2 1.65 0 0 4 3.33

1년 이상

5년 미만
31 8.54 11 9.09 4 3.28 16 13.33

5년 이상

10년 미만
31 8.54 8 6.61 6 4.92 17 14.17

10년 이상

15년 미만
91 25.07 25 20.66 39 31.97 27 22.5

아직

융합되지

않았음

204 56.20 75 61.98 73 59.84 56 46.67

계 363 100 121 100 122 100 1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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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등 요소

현재 조직융합에 있어서 갈등 요소 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세 집단 모두 통합에 따른 출신 기관이 현재 공단의 갈등 요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비율의 경우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의 경우

70%가 넘어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합 후 입사자의 경우 갈등 요소 중

출신기관을 선택한 비율(60%)이 통합 전 입사자들(76.03%, 63.93%)에

비하여 적었다.

< 표 4-16 > 조직 융합 갈등 요소(N=363)

구분
전체

한국환경

자원공사

환경관리

공단

통합 후

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신기관 242 66.67 92 76.03 78 63.93 72 60.00

성별 1 0.28 0 0 1 0.82 0 0

세대

(나이)
16 4.41 4 3.31 4 3.28 8 6.67

상사 vs

부하
23 6.34 7 5.79 7 5.74 9 7.50

출신 지역 17 4.68 7 5.79 7 5.74 3 2.50

직렬/직계 29 7.99 2 1.65 11 9.02 16 13.33

조직형태

본사,지사
28 7.71 8 6.61 11 9.02 9 7.50

기타 7 1.93 1 0.83 3 2.46 3 2.50

계 363 100 121 100 122 100 120 100

한국환경공단의 현재 융합수준에 대한 검정 결과, 현재 융합 수준은

낮다고 판단된다. 대표 업무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통합 전 각자의

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선택하여, 대표 업무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어 융합 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융합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도 아직 융합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6.2%를 차지

하였다. 현재 조직의 갈등 요소에 대한 인식도 조사의 경우에도 출신

기관이라는 답변이 66.67%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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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 통합

가. 노조 통합 선호 조사

노조 통합 선호 조사에 대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노조 통합을 원할

경우 1, 원하지 않을 경우 2라고 답변하도록 조사하였다.

노조 통합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조 통합을 원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노조 통합을 찬성하는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다.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의 경우에는 노조 통합에 긍정적이긴

하였으나 찬성 비율이 68.03%로 가장 낮았다.

< 표 4-17 > 노조 통합 선호 각 집단별 평균값(=363)

한국환경

자원공사

환경

관리공단

통합 후

입사자
전체 F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1.10

(0.300)

1.32

(0.468)

1.29

(0.456)

1.24

(0.426)

10.11
0.0001

⁕⁕⁕

찬성 빈도

(비율)

109

(90.08)

83

(68.03)

85

(70.83)

277

(76.31)
반대 빈도

(비율)

12

(9.92)

39

(31.97)

35

(29.17)

86

(23.69)

관찰값 수 121 122 120 363

⁕p<0.1, ⁕⁕p<0.05, ⁕⁕⁕p<0.01
각 그룹별로 통합을 원하는 사유와 반대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았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노조 통합을 원하는 사유는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출신 기관에 따른 차별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노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통합 후 입사자들을 위해서, 통합으로 사측

과의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통합을 반대한 사유로는 출신 기관 간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여 출신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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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였다.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이 통합을 원하는 사유는 갈등 해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을 위해서, 공단 위상 제고 등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과 비슷한 사유로 통합을 원하고 있었다.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의 노조 통합 반대 사유로는 출신 기관별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조직의 다양성을 위하여 등 한국환경자원공사

직원들과 그 사유가 비슷하였다.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이 통합에 찬성한 사유로는 통합 후 입사한 직원

들을 위하여, 노노 갈등 해소 및 노조 협상력 제고, 조직 발전을 위해서

등이 있었다.

통합 후 입사한 직원들이 노조 통합을 반대하는 사유로는 각 노조의

이해관계의 차이, 복수노조의 장점 존재, 노조의 다양성 존중 등으로

응답하였다.

나. 노조 통합 진행 상황

2021년 1월 환경노조 환경관리지부 노조와 한국환경공단 노조의 통합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양 노조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사유는 통합 후

11년이 경과하여 출신 기관 직급 격차 및 임금 수준 차이 등 주요

갈등요소의 상당부분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노동조합 통합을 통해 노조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21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설명회). 또한, 2020년 환경노조

환경관리지부 노조에서 실시한 노동조합 만족도 설문 조사 중 노조 통합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과반수 이상이 노조 통합을 찬성하였다. 환경관리

지부 노조원들은 통합 필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조합원 간 갈등 해소

(37.5%), 대내외 위상 및 교섭력 강화(25.5%), 공단 구성원의 정서적

연대 강화(18.8%), 노동조합 운영 효율성 증대(16%)순으로 응답하였다.

융합 수준 진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지만, 노조

통합 의사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노조 통합을 통한 융합에 대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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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양 노조에서는 50:50으로 용역비를

분담하여 ‘한국환경공단 양대노조 통합 추진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2021년 10월 노동조합

총회에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결과에 따라 양 노조 해산 및

신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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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신 기관별 주요 변수 차이 검증

통합 전 양 기관 직원들 및 통합 전후 입사자들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 방법인 t-test를 실시하였다.

가. 집단 간 융합 수준 및 융합 영향 요소 차이 검정(출신 기관 간)

< 표 4-18 > t-test 결과(출신 기관에 따른 인식의 차이)

⁕p<0.1, ⁕⁕p<0.05, ⁕⁕⁕p<0.01
두 집단 간 각 변수들의 평균 값 차이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혼합

인사배치,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인식 다양성, 공정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인식 다양성,

공정성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이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

들에 비하여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혼합 인사배치,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의 경우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환경관리 공단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N=243)
항목

한국환경

자원공사

환경관리

공단
t 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혼합

인사배치
mix 2, 3, 4

2.82

(0.99)

2.48

(1.02)
2.62 0.0094⁕⁕⁕

상대적

박탈감
loss 1, 2

3.92

(0.98)

4.26

(0.72)
-3.06 0.0025⁕⁕⁕

문화적

인식다양성

diver

1,2,3

3.30

(0.99)

3.60

(0.78)
-2.60 0.0099⁕⁕⁕

공정성
fair

1,2,3

2.91

(1.09)

3.25

(0.92)
-2.64 0.0087⁕⁕⁕

정체성

(사명감)
duty 1,2

3.75

(0.95)

3.77

(0.92)
-0.12 0.9051

정체성

(소속감)
royal 1,2

3.59

(0.94)

3.47

(0.89)
1.02 0.3098

구성원

갈등

conflic

1, 2, 3

4.07

(0.86)

3.74

(0.82)
3.10 0.0022⁕⁕⁕

통합

효과성
effect 1,2,3,4

2.77

(1.09)

2.42

(1.08)
2.51 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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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 간 융합 수준 및 융합 영향 요소 차이 검정(통합 경험 여부에 따라)

< 표 4-19 > t-test 결과(통합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

구분

(N=363)
항목

통합 전

입사자(N=243)

통합 후

입사자(N=120)
t 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

인식다양성

diver

1,2,3

3.45

(0.90)

3.38

(0.92)
0.71 0.4780

공정성
fair

1,2,3

3.08

(1.02)

2.97

(0.96)
1.02 0.3072

정체성

(사명감)
duty 1,2

3.76

(0.93)

3.30

(1.05)
4.19 0.0001⁕⁕⁕

정체성

(소속감)
royal 1,2

3.53

(0.92)

3.39

(1.01)
1.35 0.1767

구성원

갈등

conflic

1, 2, 3

3.90

(0.85)

3.73

(0.93)
1.82 0.0695⁕

⁕p<0.1, ⁕⁕p<0.05, ⁕⁕⁕p<0.01
통합 이후 입사자의 경우 혼합 인사배치, 상대적 박탈감, 통합 효과성의

통합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없어 설문 문항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가설 6 <통합 경험 여부, 즉 통합 이전 입사자들과 통합 이후 입

사자들은 갈등 및 융합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통합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통합 이전 입사자들보다 낮게

인식할 것이다>의 검정 결과, 구성원 갈등 인식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통합 경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인식 다양성, 공정성, 정체성(소속감)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통합 경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체성

(사명감)의 경우에는 통합 이후 입사자들이 통합 이전 입사자들보다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6 통합 이후 입사자들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통합 전 입사자들보다 더 낮게 인식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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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통합효과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인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길곤, 2019;419). 공차한계값이 0.1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glm 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시 tolerance

함수를 수행한 결과 공차한계값 중 0.1 미만은 발생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합 효과성, 상대적 박탈감,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 통합 후 입사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결측치가 발생하여 전체 집단 회귀 분석에서 통합 후

입사자들의 응답이 제외되었다. 각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집단(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출신 입사자) 및 한국환경

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통합 후 입사자 출신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전체 집단 회귀분석 결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전체 직원의 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 4-20>과 같다. 융합을 측성하는 구성요소인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대한 회귀 모형은 각각 49.3%, 21.6%, 28.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양성 관리의 경우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 관리의

경우 정체성과 통합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융합을 위해서는 다양성 관리를 통한 융합 프로

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 정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성원 갈등을 감소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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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정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기관에 따른 융합 인식 차이는 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이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5% 유의수준에서 나이, 직급, 성별, 재직기간, 근무지 등은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0 > 전체 직원 회귀분석 결과

⁕p<0.1, ⁕⁕p<0.05, ⁕⁕⁕p<0.01

구 분

(N=243)

종속변수(융합)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절편
회귀계수

(유의확률)
-1.61(0.03) 1.62(0.08) 0.39(0.67)

독립

변수

다양성 관리 0.64(<.0001⁕⁕⁕) -0.20(0.001⁕⁕⁕) 0.23(0.0003⁕⁕⁕)
혼합 인사배치 0.07(0.14) -0.22(0.0004⁕⁕⁕) 0.43(<.0001⁕⁕⁕)
상대적 박탈감 0.02(0.81) 0.18(0.02⁕⁕) -.15(0.05⁕⁕)

통제

변수

나이 0.03(0.06⁕) -0.03(0.06⁕) -.01(0.53)

직급 0.06(0.07⁕) -0.04(0.30) -.01(0.83)

11~15년 근무

(기준범주21년이상)
0.07(0.70) -0.29(0.17) 0.01(0.95)

16~20년 근무

(기준범주21년이상)
0.16(0.29) -0.03(0.86) -.07(0.72)

성별

(여자: 0남자: 1)
-0.10(0.48) -0.10(0.59) -.03(0.87)

출신기관

(관리공단 : 0

자원공사 : 1)

0.26(0.01⁕⁕) 0.49(0.0001⁕⁕⁕) 0.25(0.05⁕⁕)

근무지

(본사 외 : 0

본사 : 1)

-0.13(0.20) -0.01(0.95) 0.11(0.37)

R의 제곱 0.49 0.22 0.29



- 51 -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 회귀분석 결과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의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아래 < 표

4-21>과 같다. 융합을 측성하는 구성요소인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대한 회귀 모형은 각각 56.4%, 19.4%, 26.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양성 관리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 관리는 한국

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정체성과 통합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 정체성과 통합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정체성 및 통합 효과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직급, 재직기간, 근무지, 성별 등은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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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1 >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 회귀분석 결과>

구 분

(N=121)

종속변수(통합효과)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절편
회귀계수

(유의확률)
-.14(0.90) 1.53(0.30) -.32(0.82)

독립

변수

다양성 관리 0.63(.0001⁕⁕⁕) -0.17(0.05⁕⁕) 0.28(0.0007⁕⁕⁕)

혼합 인사배치 0.16(0.02⁕⁕) -0.15(0.11) 0.36(0001⁕⁕⁕)

상대적 박탈감 0.07(0.35) 0.24(0.02⁕⁕) -.03(0.74)

통제

변수

나이 0.002(0.94) -0.02(0.38) 0.0005(0.98)

직급 0.06(0.14) -0.04(0.50) 0.01(0.81)

11~15년 근무

(기준범주

21년 이상)

-.05(0.82) 0.02(0.94) 0.42(0.15)

16~20년 근무

(기준범주

21년 이상)

-.015(0.95) 0.01(0.97) 0.30(0.33)

성별

(여자 : 0

남자 : 1)

-.25(0.27) -0.06(0.85) 0.30(0.31)

근무지

(본사 외 : 0

본사 : 1)

-.02(0.88) 0.06(0.75) 0.31(0.10)

R의 제곱 0.56 0.19 0.27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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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 회귀분석 결과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의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 4-22>와

같다. 융합을 측성하는 구성요소인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대한 회귀 모형은 각각 45.5%, 23.5%, 3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양성 관리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 구성원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을 높이고 구성원 갈등을 감소

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에는 구성원 갈등을 감소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게는 통합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근무지, 직급 등은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2 >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 회귀 분석 결과>

구 분

(N=122)

종속변수(통합효과)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절편
회귀계수

(유의확률)
-2.69(0.03) 2.73(0.05) 0.64(0.65)

독립

변수

다양성 관리 0.67(.0001⁕⁕⁕) -0.22(0.02⁕⁕) 0.19(0.05⁕)

혼합 인사배치 -0.04(0.62)
-0.32(0.0003⁕⁕⁕

)
0.44(.0001⁕⁕⁕)

상대적 박탈감 -0.15(0.19) 0.03(0.80) -.36(0.008⁕⁕⁕)

통제

변수

나이 0.04(0.04⁕⁕) -0.05(0.03⁕⁕) -.01(0.54)
직급 0.14(0.09⁕) -0.01(0.94) 0.09(0.34)

11~15년 근무

(기준범주

21년 이상)

0.04(0.88) -0.82(0.01⁕⁕⁕) -.45(0.16)

16~20년 근무

(기준범주

21년 이상)

0.15(0.47) -0.26(0.29) -.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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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5, ⁕⁕⁕p<0.01

라) 통합 이후 입사 직원 회귀분석 결과

통합 이후 입사자의 경우 통합 효과성, 상대적 박탈감, 혼합 인사배치에

대하여 설문을 제외하여 요인분석 시 결측치가 발생하여 요인 값이 생성되지

않아, 회귀분석 시 요인분석 값을 활용하지 않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설문조사 값의 평균 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 이후 입사 직원의 회귀분석 결과 융합을 측정하는 구성요소인 정체성

(사명감), 정체성(소속감), 구성원 갈등에 대한 회귀 모형은 각각 46.6%,

69.9%, 23.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문화적 인식 다양성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의 경우 정체성(사명감,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재직기간, 성별, 근무지 등은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 구성원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N=122)

종속변수(통합효과)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성별

(여자 : 0

남자 : 1)

0.02(0.91) -0.06(0.78) -.25(0.25)

근무지

(본사 외 : 0

본사 : 1)

-0.18(0.21) -0.06(0.73) -.06(0.73)

R의 제곱 0.46 0.24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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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3 > <통합 이후 입사 직원 회귀 분석 결과>

구 분

(N=120)

종속변수(통합효과)
정체성(사명감) 정체성(소속감) 구성원 갈등

절편
회귀계수

(유의확률)
-.20(0.78) 0.25(0.63) 6.47(.0001⁕⁕⁕)

독립

변수

문화적 인식

다양성
0.001(0.99) 0.39(.0001⁕⁕⁕) -0.14(0.25)

공정성 0.72(.0001⁕⁕⁕) 0.58(.0001⁕⁕⁕) -0.30(0.01)

통제

변수

나이 0.03(0.02⁕⁕) 0.01(0.17) -0.009(0.52)

직급 0.08(0.09⁕) 0.01(0.77) -0.10(0.05⁕)

5년 이하 근무

(기준범주11~15년)
-.41(0.31) -.37(0.22) -0.63(0.14)

6~10년

(기준범주11~15년)
-.18(0.65) -.43(0.13) -0.39(0.35)

성별(여자 : 0

남자 : 1)
-.028(0.86) 0.04(0.72) 0.09(0.59)

근무지

(본사외: 0 본사: 1)
0.05(0.74) -.23(0.05) 0.26(0.14)

R의 제곱 0.47 0.70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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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4 > <집단별 회귀 분석 결과 비교>

마)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비교

집단별 회귀분석 비교 결과 다양성 관리의 경우 5% 유의 수준에서 모든

집단에서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합 효과성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집단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융합을 위해서는 다양성 관리를 통한 조직의 융합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인사배치의 경우는 집단별로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체

집단의 경우 혼합 인사배치가 구성원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 효과성에

구 분
종속변수(융합)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전체

집단

다양성 관리 0.64(.0001⁕⁕⁕) -0.20(0.001⁕⁕⁕) 0.23(0.0003⁕⁕⁕)
혼합

인사배치
0.07(0.14) -0.22(0.0004⁕⁕⁕) 0.43(.0001⁕⁕⁕)

상대적

박탈감
0.02(0.81) 0.18(0.02⁕⁕) -.15(0.05⁕⁕)

한국

환경

자원

공사

다양성 관리 0.63(.0001⁕⁕⁕) -0.17(0.05⁕⁕) 0.28(0.0007⁕⁕⁕)

혼합

인사배치
0.16(0.02⁕⁕) -0.15(0.11) 0.36(0001⁕⁕⁕)

상대적

박탈감
0.07(0.35) 0.24(0.02⁕⁕) -.03(0.74)

환경

관리

공단

다양성 관리 0.67(.0001⁕⁕⁕) -0.22(0.02⁕⁕) 0.19(0.05⁕)
혼합

인사배치
-0.04(0.62) -0.32(0.0003⁕⁕⁕) 0.44(.0001⁕⁕⁕)

상대적

박탈감
-0.15(0.19) 0.03(0.80) -.3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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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집단에는

정체성과 통합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

공단 출신 집단에게는 구성원 갈등을 낮추고 통합 효과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 각 집단별로 나타나는

효과는 달랐지만, 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에도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는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집단에게는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관리공단 출신 집단에게는 통합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에도 각 집단별로 나타나는 효과는

달랐지만, 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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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변수의 상대적 크기 비교

< 표 4-25 >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크기 비교

구분
각 설명변인의 상대적 크기(3종 제곱합 크기 비교)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다양성

관리
전체집단 71.37⁕⁕⁕ 7.01⁕⁕⁕ 8.83⁕⁕⁕

혼합

인사배치
전체집단 0.95 8.22⁕⁕⁕ 30.83⁕⁕⁕

상대적

박탈감
전체집단 0.03 3.57⁕⁕ 2.62⁕⁕

⁕p<0.1, ⁕⁕p<0.05, ⁕⁕⁕p<0.01
※ 각각의 3종 제곱합 회귀계수는 독립변수 모두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추정함

융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전체 집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출신 집단의 합으로 통합

이후 입사자들의 인식은 상대적 박탈감, 혼합 인사배치, 통합 효과성에 관한

설문 문항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하여 결측치가 발생되어 제외되었다.

전체 집단의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체 집단의 경우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다양성

관리 하나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인사배치와 상대적 박탈감은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성원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혼합 인사배치(8.22) > 다양성 관리(7.01) > 상대적 박탈감(3.57)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혼합 인사배치(30.83) > 다양성 관리(8.83) > 상대적 박탈감(2.6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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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 1 <혼합인사배치는 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전체

집단 회귀 분석을 통한 검정 결과,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통합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 <통합 과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융합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의 전체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통합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은 5%

유의수준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에게는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고,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게는 통합 효과성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 <통합 이후 공정한 조직인사관리가 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및 연구가설 4 <문화적 인식 다양성이 높을수록 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의 경우 요인분석을 통하여, 공정한 조직 인사관리

및 문화적 인식 다양성의 경우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공정한 조직

인사 관리 및 문화적 인식 다양성의 경우 다양성 관리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호(2006;10)는 다양성 관리를 다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인적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계획적 노력으로

정의하며, 다양성은 그 자체로써 긍·부정적 측면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이지만, 다양성 관리는 기존의 동질적·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변경하고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유민봉·박성민(2014; 443)은 다양성

관리를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노동력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라 정의한다.

Soni(2000: 396)는 다양성 관리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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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인종, 성별 집단의 모든 직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개념들에

의하면 다양한 노동력을 공정하게 처우하는 조직 관리방안이 다양성

관리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가설 3 <통합 이후 공정한 조직인사관리가

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및 연구가설 4 <문화적 인식 다양성이

높을수록 융합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을 하나로 통합하면, <다양성

관리가 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된다.

위 가설의 전체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다양성 관리는 5% 유의수준에서

정체성과 통합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은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5 <규모의 차이가 있는 기관의 통합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의

구성원들이 융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 할 것이다.>의 전체 집단 회귀

분석을 통한 검정 결과, 출신 기관에 따라 융합을 인식하는 것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작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

들이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구성원 갈등을 더 크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은

구성원 갈등뿐만 아니라 정체성, 통합 효과성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에 대한 인식에서 출신 기관의 상대적 규모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가설 6 <통합 경험 여부, 즉 통합 이전 입사자들과 통합 이후 입사

자들은 갈등 및 융합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통합을 직접 겪지 않

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통합 전 입사자들보다 낮게 인식할

것이다>의 경우, 집단 간 융합 수준 및 융합 영향 요소 차이<표 4-19>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합 전 입사자들과 통합 후 입사자들은 구성원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위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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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공공기관 통합 효과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통합 후 2~3년 후의 단기간이

지난 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 후 10년이 지난

한국환경공단 사례를 연구하여 통합 후 장기간 시간이 지난 후의 융합

수준을 진단하고 융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통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융합 수준을 진단하고, 출신 기관별 융합 및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영향요인의 상대적 크기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융합을 나타내는 종속

변수는 정체성(사명감), 정체성(소속감),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융합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혼합 인사배치, 조직

인사 관리의 공정성, 문화적 인식 다양성,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의한 출신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 문화적 인식

다양성 및 조직 인사관리의 공정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 다양성 관리

하나로 통합하였다. 융합 수준 진단 및 영향요인은 설문을 통하여 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합 후 10년이 지났지만 융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환경공단의 대표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통합 후 입사자들은 기후

대기(33.33%), 환경시설(28.33), 자원순환(20%)의 순으로 고른 답변을 보였다.

하지만 통합 전 입사자들의 경우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의 경우

자원순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4%이였고,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의

경우에는 기후대기(52.46%), 환경시설(27.05%) 순으로 답변하였다. 통합 전

입사자들의 경우 각각 통합 전 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1순위로 답변한

것이다. 또한 통합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56.2%가 아직 융합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현재 조직융합에 있어서 갈등 요소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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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66.67%의 직원들이

출신 기관이라고 답변하였다. 위 설문의 결과들을 통해, 통합 후 11년이

지났지만 아직 융합 수준은 높지 않으며, 융합이 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 분석 결과 다양성 관리의 경우 전체 집단에서 정체성과 통합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갈등을 감소시키는 등 융합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 관리를 통한 조직의

융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인사배치의 경우 전체 집단 회귀 분석 결과, 정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성원 갈등을 감소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초기 실시했던 사업

부서의 혼합 인사배치는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통합 후 11년이

지난 후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통 업무 분야인 지원부서(기획, 인사,

회계 등)에서 실시했던 혼합 인사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혼합 인사배치가 조직의 융합에 긍정적 영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정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 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크기 비교 결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성 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 조직의

정체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갈등 및 통합 효과성에는 혼합 인사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크기 비교 결과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직원들이 느끼는 인식 수준은 크지만, 정체성이나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등 융합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적었다.

넷째, 출신 기관에 따라 융합을 인식하는 수준은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융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통합 경험이 없는

통합 이후 입사자라고 하여서 구성원 갈등을 더 낮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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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섯째, 융합 수준은 높지 않지만 융합에 대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노조 통합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76.3%)을

차지하였다. 또한, 2020년 환경관리지부 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조 통합을 원하는 사유로 조합원 간 갈등 해소(37.5%), 공단 구성원의

정서적 연대 강화(18.8%) 등으로 응답하여 융합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설문을 토대로 양 노조에서는 21년 1월부터 노조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통합 후 융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합으로 인한 갈등 및 효과가 장기적 시간이 흐른 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10년 통합 시 급여 및 직급 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컸다. 급여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임금

일원화는 2019년 완료되었고, 직급 체계 및 임금 일원화 과정으로 기관에 따라

승진 비율을 할당한 것은 2020년까지 유지되었다. 위 두 가지 문제의 해결로,

2021년에야 비로소 노조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통합으로 인하여 생긴

물리적 문제 해결에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노조가 통합된다고 하더

라도 공단의 융합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따라서 기관의 통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장애 요인 및 통합으로 인한 효과 두 가지 모두를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융합이 되기까지 장기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양성 관리 및 혼합 인사배치 등 융합을 위한 관리들이 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조직의 융합에 대한 장기적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구성원 갈등을 증폭시키고, 통합 효과성을

저해하는 등 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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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 출신 기관별로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한국

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의 경우 임금 일원화가 되기 전까지 급여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의 경우 임금 일원화로 인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진 직원들의 급여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승진 비율 할당의 경우에도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들의 경우는 승진 비율

할당에대한불합리함을느껴불만을토로하였고, 환경관리공단출신 직원들은 승진

비율 할당을 폐지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통합을 하는 기관들의 경우 직원

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하여 느끼는감정이상대적이기때문에상대적박탈감을느끼지 않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넷째, 한국환경공단 내에서도 출신 기관에 따라 융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출신들이 환경관리공단 출신 직원들에

비하여 정체성, 구성원 갈등, 통합 효과성 모두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신 기관에

상관없이 융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므로, 융합 프로그램 시행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융합 및 영향요인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가 아닌 직원들의 인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둘째, 통합 후 입사자들에 대한 설문 시 상대적 박탈감, 통합 효과성, 혼합

인사배치의 효과 등에 대하여 설문에서 제외하여 통합 후 입사자들의 응답이

전체 집단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통합 전 입사자들과 통합 후 입사자

들의 인식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는 설문 문항 설계 시 통합 후 입사자들도

모든 문항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동일 사건

에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인식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해소 방안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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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통합 후 11년이 지난 후의 융합 수준 및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향후에도 노조가 통합

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융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국환경공단의

융합은 어느 시기에 완성될지에 대하여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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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분석 변인의 측정 방법(융합 영향 요인)

지표 설문 항목 출처

융합

영향

요인

혼합

인사

배치

통합 후 출신 기관 간 혼합적 인사배치는

상호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명재 외

출신 기관 간 혼합 인사배치로 조직내 갈등

이 증폭되었다.
신규

‘혼합 인사’로 인해 업무만족도와 사기가

저하되었다.
박천오1)

공정성

우리 공단은 항상 직원을 공정히 대우하려

고 노력한다
문명재 외

통합 이후 시행된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투

명하다

나의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배정진

상대적

박탈감

통합 과정에서 내가 속했던 조직이 다른 조

직보다 많이 양보했다
문명재 외

통합 과정에서 나는 이전 기관소속 때보다

손해를 보았다.
신규

문화적

인식

다양성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원의 인적 배경(성

별, 국적, 연령, 출신지 등)의 차이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

노종호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 내에 다양한 인적

배경(성별, 국적, 연령, 출신지 등)을 가진

사람들과 잘 융합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노종호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 내에 소수자(외국

인, 장애인 등)가 있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

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노종호

1) 박천오(2011) 논문의 개방형 설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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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분석 변인의 측정 방법(융합 효과)

융합

효과

정체성

(사명감)

나는 업무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문명재 외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그곳에서 현재와 같

은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정체성

(소속감)

직원들은 조직에 헌신적이다

문명재 외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우리 공단이 두 조직이 통합하여 설립된 것

을 알고 있다.

구성원

갈등

상이한 출신 구성원간 이질감이 여전히 존

재한다

문명재 외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등은 잠재되어

있다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등은 현재 표

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합

효과성

통합 후 기능 중복 문제, 비효율적 사업 문

제가 개선되었다
문명재 외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져 예산을 효율적으

로 집행하게 되었다.
신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신규

통합 후 기존 2개 기관 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 및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재 외

융합

수준 진단

두 노조의 통합을 원하십니까?

답변의 사유는?
신규

조직융합에 있어서 갈등 요소 중 가장 심각

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명재 외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업무/사업은 무엇인

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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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rgence level after

integ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Diagnostics and Impact Factor

Analysis

KANG, JOOH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urvey employees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11 years after the integration, identify the level of

convergence,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convergence, and present

implications for future integration. The Korea Environmental

Corporation was established on January 1, 2010 by the integration of

the Korea Environmental Resources Corporation and the Korea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Eleven years after the

integration, employees from the Korea Environmental Resources

Corporation and the Korea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before the integration and the group of employees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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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can compar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onvergence.

Studies have shown that 11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egration,

but the level of convergence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s

not high. When asked about the representative work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employees before the integration

answered the tasks performed by the institution first, and after the

integration, the employees answered the tasks of the two institutions

evenly.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onvergence was not yet completed, and the most serious conflict in

organizational convergence was that it was an institution of origin

due to integration.

Analysis of convergence influence factors shows that diversity

management affects identity and integration effectiveness (+) at a 5%

significance level, and reduces member conflicts. Mixed personnel

arrangements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gration effectiveness at a 5% significance level, and reduce

member conflicts. It has not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dentity. Relative deprivation has not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dentity, but has been shown to amplify member

conflicts and undermine integration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nvergence perception by the institution

of origin, employees from the Korea Environmental Resources

Corporation, which is relatively smaller, are more aware of member

conflicts than those from the Korea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Employees from Korea Environmental Resources

Corporation were found to be more aware of not only member

conflicts but also identity and integration effects. Furthermore,

pre-integration and post-integration entrant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member conflict. De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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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stitution of origin, the level of recognition of convergence

varies, but the relatively small scale does not recognize convergence

more negatively, or the conflict between members is lower because

they have no integration experience.

Although the level of convergence among employees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s not high, efforts for convergence are

continuing.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union

integration. In a survey conducted by the labor union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Branch in 2020, more than a majority

agreed to the union's integration, and the two unions have been

working on union integration since January 21.

Firs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ost-integration fusion

takes a long time.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it takes a long

time to converge, but officials for convergence, such as diversity

management and mixed personnel placement,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vergence. Therefore, convergence requires, among other things,

long-term management efforts for convergence of organizations.

Third, within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re were different

perceptions of convergence depending on the institution from which it

came. Former employees of the Korea Environmental Resources

Corporation recognized their identity, member conflict, and integrated

effectiveness more than those from the Korea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overall level of

convergence, regardless of the institution of origin, awareness of

convergence must be raised, so consideration of these areas is needed

when implementing the convergence program.

keywords : Integration, convergence, public institutions

Student Number : 2020-2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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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설 문 지

제목 : 통합 공공기관의 융합 수준 진단 및 영향요인에 관한 설문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공공기관의 통합 후 융합 수준 진단 및 융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며,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을 것임

을 약속드리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과 의견을 나눠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부합되는 답변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질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공단이 한국환경자원공사

와 환경관리공단, 두 조직이 통

합하여 설립된 것을 알고 있다.

2
나는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3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그곳에서

현재와 같은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4 직원들은 조직에 헌신적이다

5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많

이 공유하고 있다

6
우리 공단은 항상 직원을 공정

히 대우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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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질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통합 이후 시행된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다

8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

등은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

고 있다

9
상이한 출신 구성원간 이질감

이 여전히 존재한다

10
통합에 따른 조직구성원간 갈

등은 잠재되어 있다

11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원의

인적 배경(성별, 국적, 연령,

출신지 등)의 차이에 관계 없

이 동등하게 대우한다

12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 내에

다양한 인적 배경(성별, 국적,

연령, 출신지 등)을 가진 사람

들과 잘 융합해서 업무를 처

리한다

13

공단 조직 구성원은 팀 내에

소수자(외국인, 장애인 등)가

있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

려고 노력할 것이다

14
나의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

상을 받고 있다

15
우리 공단의 대표적인 업무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후대기 ② 물·토양 ③ 자원순환 ④ 환경시설 ⑤ 안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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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질문 항목

16

아래의 경영목표 중 우리 공단의 대표적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3가지 고르시오)

①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② 대기질 및 대기환경관리 ③ 자동차 환

경사업 추진 ④ 악취관리 ⑤ 층간소음 등 대국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

스 ⑥ 상하수도정책지원 ⑦ 토양지하수관리 ⑧ 수질오염관리 및 방제

⑨ 자원순환사업 ⑩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⑪ 폐기물관리 ⑫ 폐자원

사업관리 ⑬ 수생태복원 및 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⑭ 상하수도시설

설치·운영 ⑮ 통합환경관리 ⑯ 유해화학물질 관리

17

한국환경공단의 노동조합은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리지부와 한국환경공

단 노동조합으로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합니다. 두 노조의 통합을 원하

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1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

18

조직 융합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① 통합 후 1년 미만 ② 통합 후 1년 이상 5년 미만

③ 통합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통합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⑤ 아

직 융합되지 않았음 ⑥ 기타 (자유롭게 기술)

19

현재 조직융합에 있어서 다음 갈등 요소 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① 통합에 따른 출신기관 ② 성별 ③ 세대(나이) ④ 상사 vs 부하

⑤ 출신 지역 ⑥ 직렬/직계 ⑦ 조직형태(본사 또는 지역본부 또는 지

사) ⑧ 기타 (자유롭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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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일반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번호 질문 항목

20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2

해당하는 직급에 표시해 주세요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7급 ⑧ 8급

⑨ 무기계약직
23 입사년도는 언제입니까?

23-1
2010년 이전 입사자인 경우 출신기관은 어디 입니까?
① 한국환경자원공사 ② 환경관리공단

아래 문항은 통합 이전 입사자 해당 문항이니 2010년 이전 입사자분들만 응답

부탁드립니다.

문항

번호
질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

타났다.

25

통합 후 기능 중복 문제,

비효율적 사업문제가 개선

되었다

26

통합 후 기존 2개 기관 사

업을 효과적으로 기획 및 조

정할 수 있게 되었다

27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

게 되었다.

28

통합 과정에서 내가 속했던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많이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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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질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

통합 과정에서 나는 이전

기관소속 때보다 손해를

보았다.

30

귀하와 귀하의 부장님 또는

처장님의 통합 전 출신 기

관이다른부서에서근무한 경

험이 있으면 27-1, 그렇지 않

다면 28번 설문을 진행 해

주세요

30-1

통합 후 출신 기관 간 혼합

인사배치는 상호이해를 높

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30-2

출신 기관 간 혼합 인사배

치로 조직 내 갈등이 증폭

되었다.

30-3
‘혼합 인사’로 인해 업무

만족도와 사기가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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